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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analytic derivation of 

phase measurement error. The analysis derives the 

measurement error caused by the finite-bit 

quantization of both input signals and twiddle 

factors used in the recursive implementation of the 

phasor measurement algorithm. The derivation is 

based on the statistical exploration of the error 

dynamic equations. The effect of frequency deviation 

and the number of DFT points are also included in 

the study. The analysis results are verified with the 

data obtained from the computer simulation by 

widely varying the values of error causing factors.

I. 서론 

  단일 톤 신호의 위상측정은 통신 신호 중 반송파 검

출이나 전력선 신호의 고장 검출 등에 응용되는 기본

적인 계측 기법 중 하나이다. 다양한 위상 측정 기법

들 중 순환 DFT 기법은 재귀형 구조를 사용하여 낮은 

구현 복잡도를 요구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기법이다[1]-[3]. 그러나 순환 

DFT 기법은 유한 비트 근사화 구현하여 처리속도 향

상이나 구현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심각한 오차의 누적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 하나의 DFT 계수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기법에서 

매 입력 sliding 마다 일어나는 페이저 회전을 보상해

줌으로써 연산과정에서 N-point DFT의 계수를 모두 

사용하여 오차 누적이 개선된 순환 DFT 기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개선된 순환 DFT 기법에서 입력 및 

DFT 계수의 유한비트 근사에 따른 출력 위상의 오차

특성을 통계적 접근을 통해 DFT point 수 및 입력 주

파수 변이에 관한 오차 방정식으로 유도하였다. 컴퓨

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 요인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출력 위상의 오차 해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II. 오차요인에 따른 성능해석

   단일 톤 신호의 phasor는 샘 링 주 수가 단일 톤 

주 수의 정수 M배이고 DFT 구간 길이가 N이라는 

가정아래 신호의 DFT 성분  번째 bin 주 수 성분

으로 얻을 수 있다. x(n)을 단일 톤 신호의 주 수에 

정수배(M)로 샘 링해서 얻은 이산신호라 하고, Xl(n)

은 x(n)으로 시작하는 N-point DFT 블록의 번째 bin 

주 수 성분으로 하면, x(n)의 페이  값에 따른 N- 

point DFT의 l번째 bin 주 수 성분을 표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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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순환 sliding-DFT 기법은 각 순

환 단계마다 2π/N의 상 회  성분을 포함하여 식 

(1)과 같으며 이에 기반한 단일톤 신호 상계측 연산

장치는 그림 1과 같이 FIR과 IIR 필터의 종속 연결로 

구 된다. 

   
          

     ⋅
 

 (1)

IIR 필터 부분은 단 원 상에 z=1인 곳에 pole이 존재

하는 불안정성을 포함하는 산기이지만,  데이터 블

록 길이 N에 따라서 FIR 필터의 zero에 의해서 pole이 

상쇄되므로, 결과 으로 체 종속 연결 시스템은 안

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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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순환 DFT 기반 상계측 연산장치.

  신호 입력과 DFT 계수의 유한비트 근사 구

에 의해 발생하는 phasor 출력의 오차는 식(2)와 

같이 비순환 덧셈의 형태로부터 나타낼 수 있다. 

 
     



  

  
     



   

  

        (2)

입력의 양자화 오차 에 지 σx
2 에 해 phase 

오차는 DFT 계수 N개를 가 치로 한 weighted 

sum의 형태로 표 된다. 한 DFT 계수의 양자

화 오차 에 지 에 한 phase 오차는 입력 신호

의 주 수 변이에 계한다. 이를 통해 출력 

phase의 오차 에 지는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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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상계측 기법의 양자화 구 에 따른 오차 향 해석

은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하 다. 입력 신호

는 60Hz의 력 시스템 버스 압이고 주 수 변이는 

6Hz  30Hz로 하 다. 샘 링 주 수는 입력의 32배

인 1.92kHz로 하 으며, 32-point DFT를 수행하 다. 

실험 결과는 그림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상오차 해

석과 일치하며, 특히 입력 주 수의 10%의 변이를 갖

는 경우에도 계수 양자화 향은 입력 양자화 향에 

비해 1/100이상 낮은 오차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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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자화 비트수에 따른 상 오차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상계측 앨고리즘의 양자화 

구 에 의한 오차 향을 해석하 다. 통계  근을 

통해 입력  계수 양자화에 의한 오차는 각각 DFT 

point 수와 입력 주 수 변이에만 여하는 것을 확인

하 고 이를 컴퓨터 시뮬 이션으로 검증하 다. 이러

한 결과는 연산 속도와 정 도, 구  복잡도가 매우 

요한 설계 고려 사항인 임베디드 시스템의 용에 

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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